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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장 권기성, 사무관 한승연
(044-200-2895, 2900)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공개토론회(11.23) 개최
지자체 탄소중립·그린뉴딜 경험 나누고, 온-택트 토크콘서트도 진행
월 23일(월) 오후 3시,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석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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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이하 녹색위)는

중립사회

:

월

11

: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일(월) 오후 3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23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 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택트 방식(KTV 유튜브 생중계 등) 중심으로 진행

○

이번 공개토론회에 관심 있는 일반 시청자들은 누구나

KTV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게시하면 토크콘서트 중 패널들과 소통 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방청객 등과 질의응답 진행 예정
< 토론회 온라인 참여 방법 >
➀ 유튜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검색(KTV 국민방송)
또는 URL 입력 ‘ https://youtu.be/WM7VuXPHiek’
➁ 토크콘서트 중 채팅창에 질의‧의견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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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이유진 녹색위원의 ‘탄소중립사회(넷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 과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의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조 발제 이후 지자체장 발표와 토크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 지자체 발표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

자립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인공지능 연계 그린뉴딜), 김홍장 당진

시장(탈석탄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지역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후 토크콘서트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 추진상 애로사항과
향후 과제 등을 패널

‧ 온라인 방청객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

※ 이명주 녹색위원(좌장), 지자체장 3명, 문승일‧김정인 녹색위원, 이창훈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
붙임

1.

녹색위 주최 공개토론회 계획

2.

발제자 및 패널 소개.

3.

토론회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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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녹색위 주최 공개토론회 계획

□개요
ㅇ (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
ㅇ (일시 )

월)

'20. 11. 23.(

15:00~17:30

ㅇ (방식) 기조발제 ‧ 지자체 발표, 토크콘서트(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 세부 일정(안)
(사회 : 노은지 KBS 기상캐스터)

구 분(소요시간)

세부 내용

환영사(‘5)/축사(‘5) ◈ 환영사 (김정욱 녹색위 민간위원장)
(15:00～15:10)

기조 발제(‘30)
(15:10～15:40)

◈축

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Œ “넷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이유진 녹색위원)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break, ‘1 )

Œ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 대한민국을 이끌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자체 발표(‘30)
(15:41～16:11)

 광주형 AI-그린뉴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Ž 2050 탄소중립! 당진형 그린뉴딜 (김홍장 당진시장)
( break, 사진 촬영 및 좌석 정리, ‘4 )

◈ (좌장) 이명주 녹색위원
토크콘서트(’75)
(16:15~17:30)
* 토론 및 질의응답

◈ (패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문승일‧김정인 녹색위원, 이창훈 선임연구원(환경
정책평가연구원)

◈ (질의응답) 청중 및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택트 방식(KTV 유튜브 생중계 등)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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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역할
환영사

발제자 및 패널 소개
사진

성명
김정욱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기조
발제

지자체
패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이명주

문승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문가
패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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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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